
 

옻나무, 색이 되다

봉산(鳳山)은 고려 초기에 봉주(鳳州)라 불렸고, 조선 태종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그 상서로운 봉황의 산이라니 예사 이름이 아니다. 명나라 사신 주맹헌은 봉산군을 

지나며 전쟁이 끝난 뒤의 평화로움을 노래하였고, 중종 때의 문신 김식이 “푸른 연기 

낀 풀 반이나 처량하고 희미하니, 이것이 산중의 옛날 길이라네. 폭포수 뿌려서 안개

를 이루고, 바위 꽃 떨어지자 밟아 진흙 되네”라고 노래한 바 있다. 봉황의 땅, 그 평

화로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봉산에 바로 봉산탈춤이 전하고 있다. 이 봉산탈춤은 

해서(海西), 곧 황해도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해서 탈춤 가운데 가장 잘 알려

진 탈놀이이다.

지정번호 113.

칠장 | 옻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을 용도에 맞게 정제하여 기물에 칠하는 장인.

전통기술

칠장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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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나무에서 옻칠로

옻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

서 자란다. 따라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옻나무에서 채취한 

인체에 무해한 무공해 도료인 옻칠을 이용해왔다. 중국의 경우는 절

강성 하모도(河姆渡) 신석기 유적에서 완전한 모습을 갖춘 주칠목기

(朱漆木器)가 발견된 바 있다. 전설적인 인물인 순(舜)임금이 칠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고, 기원전 1세기경에 만들어

진 한나라 마왕퇴 무덤에서는 칠기로 관을 만들어 시체를 썩지 않도

록 건조시켜 미라처럼 보존시킨 예도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칠기

가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옻이 사용된 흔적은 기원전 3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

가며, 본격적인 유물이 출토된 것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이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칠기는 기원전 3세기경 충남 아산 남

성리 유적, 2세기경 전남 함평 초포리 유적, 황해도 서흥 천곡리 석관

묘 등에서 발견된 칠기 파편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완전한 칠기로는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창원 다호리, 광주 신창동 유적 등에서 발견

된 칠기 그릇과 칼집 등을 들 수 있다. 

옻나무가 많았던 고구려에서는 장천1호분을 비롯한 여러 무덤에서 

옻칠을 한 나무관의 파편이 발견된 바 있다.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관에 옻칠을 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무용총, 각저총 벽화에서 보이는 

식기류, 소반도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칠기라고 볼 수 

있다.

백제의 경우에도 523년에 죽은 무령왕의 무덤에서 옻칠을 한 왕과 

왕비의 목관과 두침, 발 받침대가 발견된 바 있다. 백제에서는 검은 

무령왕 발받침

백제,국보제165호,

국립공주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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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과 붉은 칠을 고루 사용했고, 여러 가지 문양을 그려 넣기도 했다.

신라의 경우에는 천마총, 황남대총,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식리

총, 호우총, 은령총, 안압지 등에서 옻칠을 한 잔, 고배(高杯)형 그릇, 

합(盒, 둥근 그릇), 빗, 함 등 다양한 종류의 칠기가 출토된 바 있다. 

특히 신라에서는 ‘칠전(漆典)’이란 관청이 있어, 옻칠의 생산과 관리를 

감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칠전은 경덕왕(742∼765)때 식기방(飾器房)

으로 고쳤다가 다시 칠전이 되었다. 칠전이 식기방이란 이름을 한때 

사용했던 이유는, 궁중에서 칠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식기류였기 

때문일 것이다.

834년 신라 흥덕왕은 사치를 금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4두품에서 일

반 백성까지는 금·은·놋쇠로 만든 제품의 사용과 주리평문(朱裏平

文), 즉 문양이 새겨진 붉은 색 칠기 그릇의 사용을 금지하였다는 내

용이 있다. 이렇듯 당시에 칠기는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

는 귀족들의 물건이었다.

이 같은 칠기 중에는 보물 제559호로 지정된 채화칠기가 여러 면

에서 눈길을 끈다. 해당 유물은 평안남도 대동군 대석암리에서 출토

되었다. 안쪽에는 붉은 칠을 하고 밑바닥에 몇 개의 동심원을 그렸

다. 중앙에서부터 붉은색·청색·녹색의 용을 그렸고, 그 위로는 검

은색·청색·녹색의 구름을 그려 넣었다. 그릇 바깥쪽에는 흑칠을 한 

다음 상·중·하 세 곳으로 구분하였는데, 윗부분에는 황색과 갈색으

로 구름무늬를, 가운데에는 청색과 녹색으로 구름과 산, 짐승을 그렸

고, 밑에는 구름무늬를 돌렸다. 

아직도 채색된 그림이 선명하고 여러 가지 색이 조화로우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칠기가 출토된 

평안남도 대동군은 평양과 인접 지역으로 낙랑 유적이 많이 발굴된 

곳이다. 이 칠기는 문양의 종류나 다채로운 채색 등이 낙랑 유적에서 

출토된 한나라 칠기와 유사하지만,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이 같은 옻칠은 그릇 외에도 다양한 곳에 쓰였는데, 통일신라의 유

물로 전해지는 청동옻칠발걸이가 있어 주목된다.

말을 올라타거나 달릴 때 발로 디디는 부분을 등자라고 한다. 그 중

에서 호등이란 발 딛는 부분을 넓게 하여 쉽게 발을 넣거나 뺄 수 있

채화칠기

시대미상,보물제559호,

높이9㎝,리움미술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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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 것으로, 둥근 테만 있었던 삼국시대의 윤등이 발전된 것이다. 

이 호등은 말안장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사각형모양으로 튀어 

올라오게 하였고, 아랫부분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등자 표면에는 

꽃과 사선·불꽃무늬·물고기 뼈를 정교하게 새기고, 그 위에 검정색 

옻칠을 하였다. 삼국시대의 등자가 출토되기도 했으나 통일신라 것으

로는 유일한 것으로, 일본 정창원에 이것과 유사한 1쌍이 있을 뿐이

다. 따라서 그 희귀성으로 보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나전과 결합되어 나전칠기라는 새로운 기

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고려 인종 원년(1123) 고려를 방문한 송나

라 사람 서긍(徐兢)이 쓴 『고려도경』에는 고려 기병의 안장은 나전으

로 만들며, 그릇에 옻칠하는 일은 그리 잘하지 못하지만 나전 일은 세

밀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려는 중상서(中尙署)와 

군기감(軍器監)에 칠기 장인들을 배치하여 나라의 수요를 충당하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문방사우 가운데 벼루집·

선비상·붓통 등 문방구류에 옻칠을 많이 하였으며, 양반 가정에서 

옻칠로 된 아기장·삼층장·좌경대 등 안방가구가 성행하였기 때문

에 칠방을 하는 장인들도 자연 증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공

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에 칠기 장인들이 있어, 칠기 공예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조선 태종 7년(1407) 1월 19일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은 ‘시

무(時務) 20조’를 태종에게 올렸다. 이 가운데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청동 옻칠 발걸이

통일신라,보물제1151호,

높이14.7㎝,폭12.1㎝,길이14.9㎝,

국립경주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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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은 궁궐과 국가 행사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명령을 내

려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나라 안이 모두 사기(沙器)와 칠기를 쓰게 

하자.”는 주장이 들어있다. 사치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태종은 이를 

받아들여 의정부에서 논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은 금과 은

의 채굴을 극히 억제했던 나라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금, 은그릇

의 사용이 크게 줄고, 대신 사기, 칠기, 그리고 놋그릇이 널리 사용되

었다.

옻칠을 하다

옻칠을 하면 방수성이 생긴다. 나무로 만든 그릇은 물이 새어나오

기 쉬우나, 칠을 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썩지 않는다. 팔만대장경 

등이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무에 옻

칠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칠을 하면 기물에 윤기가 생겨 표면이 매

끄러워지고, 광택이 나므로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흑색, 갈색, 황색, 

붉은색 등 여러 색을 낼 수도 있다. 또한 칠은 열과 산성에도 강하며, 

전자파를 흡수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살균력이 좋다고 알

려져 옻칠을 한 도마나 국자, 수저 등의 상품도 이용되고 있다.

한편 옻칠의 종류에는 생칠, 정제생칠, 정제칠이 있다. 생칠은 전통

적인 방법으로 옻나무에서 채취한 그대로의 상태를 사용한다. 정제생

칠은 생칠에 들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칠로 약재나 용기에 바르는

데 사용한다. 정제칠은 공예, 공산품에 바르기 위하여 각종 색상으로 

만든 칠을 말한다.

그러나 근대기를 거치면서 전통기술 전반이 점차 쇠락하고 캐슈 등 

대체재가 개발되면서 옻칠 기능도 더불어 위축되었다. 칠전과 옻칠 채

취, 정제 등 원료가공에 종사하는 이가 드물어 한때는 정제칠을 일본

에서 수입하는 사례마저 없지 않았으나 옻칠과 정제분야에 우수한 기

량을 갖춘 정수화(鄭秀華)가 2001년 3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의 보유자로 인정됨으로써, 그 기능이 오늘에 되살아나고 있다.

정수화는 40여 년간 전통 옻칠과 나전칠기 작업의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다. 일제강점기 때 옻의 수탈로 맥이 끊어진 옻칠 정제법을 재
칠장 정수화 보유자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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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여 윤택하고 신비로운 색채가 돋보이는 우리 옻칠문화를 발전시

켜 왔다. 문양 그리기부터 마감칠 까지 완벽한 구상력과 양질의 정제

칠 및 공예재료를 고수하는 장인정신으로 지난 2005년에는 종묘 정전

의 제상에 황색칠 도장 작업을 맡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칠장으로 인

정받고 있다.

칠장 정수화 보유자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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